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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Tracheostomy is one of the most commonly performed surgical procedur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After its introduction,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PDT) has been recognized in western countries 

as a reliable alternative to surgical tracheostomy. However, data on the safety and feasibility of PDT performed by 

medical intensivists are limited in Korea.  

  Methods: To evaluate the safety and feasibility of PDT performed by medical intensivists and to compare with 

those of surgical tracheostomy (ST),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l prospectively regis-

tered patients who underwent either PDT or ST in medical ICU from December 2010 to July 2011.

  Results: A total of 81 patients underwent tracheostomy over the study period: PDT in 56 (69%) and ST in 25 

(31%). One patient in whom major bleeding developed during PDT underwent ST as a substitute for PD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demographics, laboratory findings, and parameters of mechanical ventilation between the 

two groups. Procedure time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PDT group (20 [IQR 18−30] min) than that in the ST 

group (38 [27.5−57.5] min) (p ＜ 0.001). The major complication observed in 24 hours after PDT was bleeding in 

6 (11%) patients of the PDT group and 4 (16%) patients of the ST group (p = 0.489). However, surgical inter-

ventions for major bleeding were required in 2 patients who underwent. 

  Conclusions: PDT performed by medical intensivists was safe and feasible. However, immediate surgical assis-

tance should be available whe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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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 개술은 환자에서 장기간의 기계 호흡이나 기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행된다.[1] 통 으로 기 개술은 

외과의가 수술실에서 시행하 다(surgical tracheostomy, ST). 

하지만 1955년 Shedon 등에 의해 비수술  방법에 의한 기

개술이 소개된 후 경피  기 개술(percutaneous tra-

cheostomy)은 많은 발 이 있었고,[2,3] 최근 Ciaglia 등이 바

늘을 통한 천자 후 순차 인 확장기를 사용하는 경피  확

장 기 개술(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PDT)[4]

을 소개한 이후 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피  확장 기 개술은 수술실이 아닌 환자의 침상에

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이송간에 발생할 수 있

는 험을 방할 수 있으며,[5] 시술 비용이 다[6]는 장

 외에 외과  기 개술에 비하여 술기가 쉬워 수술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비교  안



262  한 환자의학회지：제 26 권 제 4 호 2011

Fig. 1. Ciaglia Blue RhinoⓇ percutaneous trachesostomy introducer sets and trays (Cook Medical Inc., Bloomington, IN, USA, with permission). 

한 시술이라고 보고되고 있다.[7-10] 하지만 과거 보고된 연

구에서는 시술이 부분 외과의에 의해 시행 는 외과의

의 감독하에 시행되었고[4,6,8,9,11] Suresh[10]는 “경피  기

개술은 수술이므로, 외과  감독(surgical supervision) 

는 외과의가 기하는 상황(surgeon on standby)에서만 시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최근 Klein 등은 207명을 상

으로 한 연구를 통해 내과의 역시 안 하게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보고하 고,[12] 국내에서도 

마취의 는 내과의에 의한 시술이 보고되고 있다.[13,14] 

하지만, 과거 국내 연구들이 비교  은 수의 환자들을 

상으로 하여 비 외과의에 의한 시술의 용이성  시술과 

련된 합병증에 한 자료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8개월간 국내 3차 병원에서 환자실 담 내과의에 의

해 시행된 경피  확장 기 개술의 결과를 분석하고 외

과  기 개술과 비교하여 경피  확장 기 개술의 용

이성과 안 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상  방법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8개월간 삼성서울병원 

내과 환자실에서 장기간의 기계환기 필요 는 기도 확

보를 한 기 개술을 시행한 환자를 향 으로 등록하

고, 이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 으로 분석하 다. 기

개술 시기  방법의 선택은 환자실 담 내과의와 

해당 주치의의 논의에 의해 시술 당시 가용 인력  자제 

등을 고려해 결정하 으며, 경피  확장 기 개술의 경우 

환자실 담 외과의의 기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환자

실 담 외과의는 경피  확장 기 개술 시행  감독이

나 시술에 직  참여하지는 않았다.

  경피  확장 기 개술은 Ciaglia Blue RhinoⓇ (Cook 

Medical Inc., Bloomington, IN, USA)를 사용하 다(Fig. 1). 

시술 방법은 Ciaglia 등[15]이 기술한 바와 같이 환자를 앙

와 에서 목을 신 시킨 후 윤상연골 하연에서 2% lido-

caine으로 국소 마취 후 횡으로 1.5 cm 개하 다. 기 을 

노출시킨 후 바늘로 천자하고, 기 지내시경을 통하여 기  

내에 치함을 확인하 다. J-wire를 삽입한 후 확장기를 사

용하여 확장시킨 후 기 내 (tracheostomy tube)을 삽입하

다. 시술은 환자 담 내과 문의 2명이 시행하 다.

　외과  기 개술은 환자실 침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비인후과 공의 3년차의 집도와 1년차의 보조에 의해 

시행되었다. 환자를 앙와 에서 목을 과신 시킨 후 흉골상

흔(suprasternal notch) 에서 종으로 2 cm 개한 후 피하 

조직을 박리하여 기 을 노출시켰다. 기  연골을 제한 

후 기 내삽 (endotracheal tube)을 천천히 구강 방향으로 후

퇴하여 제된 기  부  상방으로 이동시킨 후 기 개

(tracheostomy tube)을 삽입하 다.[16] 

  시술 당시의 환자들의 나이, 성별  기  상태와 액검

사 결과를 조사하 다. 소 , 로트롬빈시간(prothrom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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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81 Patients Underwent Tracheostomy in the Medical Intensive Care Unit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n = 56, 69%)
Surgical tracheostomy (n = 25, 31%) p value

 Sex, male 44 (79%) 17 (68%) 0.404

 Age, years   68 (59−77)   72 (60−79) 0.500

 BMI, kg/m
2
   22 (18−23)   22 (19−24) 0.142

 Platelet, 10
3
/μL     102.5 (56.8−225.8)     106.0 (63.0−199.5) 0.886

 PT, INR     1.25 (1.12−1.40)     1.18 (1.07−1.35) 0.261

 aPTT, sec     41.0 (35.6−51.3)     42.8 (41.3−48.1) 0.399

 Underlying diseases

   Hematologic malignancy

   Oncologic malignancy

   Pulmonary disease*

   Chronic kidney disease

   Others
†

13 (23%)

25 (45%)

4 (7%)

1 (2%)

13 (23%)

 4 (16%)

 8 (32%)

2 (8%)

 3 (12%)

 8 (32%)

0.259

 Reason for tracheostomy

   Prolonged intubation

   Airway protection

45 (80%)

11 (20%)

17 (68%)

8 (32%)

0.132

 Period of intubation, days  11 (6−15)  6 (4−12) 0.029

 FiO2, %   40 (35−54)  32 (30−43) 0.009

 PEEP, cmH2O   6 (5−10) 5 (5−8) 0.061

BMI: body mass index; PT: prothrombin tim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PEEP: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Values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Asthma,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tuberculosis, nontuberculous mycobacteria.
†

Unstable angina, hypertension, cerebrovascular disease, diabetes mellitus, tetanus.

Table 2. Procedure Times and Complications of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and Surgical Tracheostomy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n = 56, 69%)
Surgical tracheostomy (n = 25, 31%) p value

Procedure time, min   20 (18−30)  38 (28−58) ＜0.001

Complications

  Bleeding*

  Cuff perforation

  Subcutaneous emphysema

  Accidental decannulation

10 (18%)

6

2

2

0

7 (28%)

4 

1

1

1

  0.300

  0.489

  1.000

  1.000

  0.309

Values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Numbers include patients with major bleeding.

time), 활성화부분트롬보 라스틴시간(aPTT)은 시술 당일 수

치 혹은 수  등을 받은 경우 추  수치를 조사하 다. 시

술 시간은 소독을 시작한 시 부터 시술을 종료하여 기

개 으로 기계 호흡기를 연결한 시 까지로 정의하 다. 

시술과 련된 합병증의 조사는 시술 후 24시간까지 발생

한 모든 합병증을 포함하 다. 시술 후 출 은 기  개  

부 의 1일 3회 이상의 드 싱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

고, 증의 출 (major bleeding)은 수 이 필요하거나 외과

 지 술이 필요한 경우로 정의하 다. 우발  기 개

의 발 은 시술 24시간 내에 다른 이유 없이 발 된 경우

로 정의하 다.

  연속형 변수의 비교는 독립 표본 t 검정의 비모수  방법 

(Mann-Whitney U test)으로 이용하 고, 범주형 변수의 비교

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학  유의성이 있다고 단하 으며 통

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0 (IBM, USA) 로그램을 

사용하 다.

결      과

　총 81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으며, 56명(69%)의 환자가 경

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 받았고, 25명(31%)의 환자가 

외과  기 개술을 시행 받았다. 경피  확장 기 개술

을 시행 받은 1명의 환자는 시술  동맥의 출 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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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utcomes of 81 Patients Underwent Tracheostomy

Percutaneous dilatational tracheostomy 

(n = 56, 69%)

Surgical tracheostomy 

(n = 25, 31%)
p value

 Decannulation  6 (11%)  3 (12%) 1.000

 Days before decannulation   27 (11−51)   36 (31−60) 0.393

 Death 27 (48%) 11 (44%) 0.812

Values expressed as number of patients (%) or median with interquartile range.

후 응  외과  기 개술로 환하 다.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 받은 56명  44명(79%)

이 남자 고, 나이의 앙값은 68세(59−77), BMI는 22 (18 

−23) kg/m2, 소 은 102.5 (56.8−225.8)×103/μL, PT (INR) 

1.25 (1.12−1.40), aPTT 41.0 (35.6−51.3) 으며, 외과  기

개술을 시행받은 25명  남자가 17명(68%), 나이는 72

세(60−79), BMI는 22 (19−24) kg/m2, 소 은 106.0 (63.0

−199.5)×103/μL, PT(INR) 1.18 (1.07−1.35), aPTT 42.8  

(41.3−48.1)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환자들의 기  질환은 경피  확장 기 개술 군에서 고

형암이 25명(45%), 액암이 13명(28%), 천식, 만성폐쇄성폐

질환, 결핵, 비결핵항산균폐질환 등의 만성 폐질환이 4명

(11%), 만성신부 이 1명(2%), 그 외 당뇨, 뇌 질환 등이 

12명(23%)이었고, 외과  기 개술 군에서는 고형암이 8명

(32%), 액암이 4명(16%), 만성신부 이 3명(12%), 폐질환 

환자가 2명(8%), 그 외 질환이 12명(48%)이었다. 

  시술  기계환기를 용한 기간은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 앙값 11일(6−15)로 외과  기

개술을 받은 군의 앙값 6일(4−12)보다 유의하게 길

었다(p = 0.029). 기 개술을 시행 받은 이유로는 경피  

확장 기 개술을 받은 군에서 장기간의 기계 호흡이 45

명(80%), 기도 확보 필요성이 11명(20%)이었고, 외과  기

개술 군에서는 각각 17명(68%), 8명(32%)이었다. 흡입산소

농도(FiO2), 호기말양압(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PEEP)

은 경피  확장 기 개술을 받은 군에서 각각, 40% (35−
54), 6 (5−10) cmH2O, 외과  기 개술은 시행 받은 군에

서 32% (30−43), 5 (5−8) cmH2O이었다(Table 1). 

  시술 시간은 경피  확장 기 개술에서 앙값 20분(18

−30), 외과  기 개술에서 38분(28−58)으로 경피  확

장 기 개술이 유의하게 짧았다(p ＜ 0.001). 시술의 합병

증으로는 두 군 모두 출 이 가장 많았으며, 경피  확장 

기 개술에서는 10명(18%). 외과  기 개술에서는 7명

(28%)이었다. 증의 출 은 경피  확장 기 개술 군에

서 시술  동맥 출 로 인한 외과  지   외과  기

개술로의 환의 1 가 있었고, 출 되는 을 외과의

가 결찰 후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한 1 가 있었

다. 기 개  커 (tracheostomy tube cuff)의 천공이 경피

 확장 기 확장술 군에서 2 (4%)에서 발생하 고, 외과

 기 개술 군에서는 1 에서 발생하 다. 그 외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 피하기종이 2 (4%) 

발생하 다. 외과  기 개술 군에서는 피하기종이 1 에

서 발생하 고, 시술 2시간 후 기 개 의 우연한 발 이 

1  발생하 다. 합병증의 발생에 있어서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삽 제거(발 , decannulation)는 경피  확장 기 개술에

서 6명(11%), 외과  기 개술에서 3명(12%)에서 가능하

다. 기 개술 후 삽 제거까지의 기간은 경피  확장 기

개술에서 앙값 26일(20−44)이었고, 외과  기 개

술에서 36일(31−60)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기 질환 악

화에 의한 사망은 경피  확장 기 개술에서 27명(48%), 외

과  기 개술에서 11명(44%)이었으나, 기 개술과 련

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양 군에서 모두 없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8개월간 내과 환자실에서 시행된 모든 기

개술을 분석하여 경피  확장 기 개술의 용이성과 안

정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결과로, 총 81명의 환자  56

명(69%)이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 받았고, 25명

(31%)의 환자가 외과  기 개술을 시행 받았으며, 나이, 

성별, 기  질환, 소   액 응고 수치 등은 양 군간

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시술 시간은 경피  확장 기

개술에서 20분(18−30)으로 외과  기 개술의 38분(28 

−58)보다 유의하게 짧았으며, 합병증은 각각 10 (18%), 7 

(2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피  확장 기 개술의 용의성은 이미 이  여러 

향  연구  메타분석에서 입증되었다.[9,17] Seldinger tech-

nique을 사용하는 경피  확장 기 개술은 시술법이 간단

하여 최근 통 인 외과의 외에도 내과의 혹은 내과의 

는 마취과의 등으로 구성된 신경계 환자 담의사들도 

환자들을 상으로 쉽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12,18] 

한 Diaz-Regañón 등[19]은 800명을 상으로 한 코호트 연

구에서 공의들도 쉽게 경피  확장 기 개술을 배울 

수 있었고, 5회 이상의 경험이 축 된 후에는 합병증의 발

생률도 유의하게 감소하 음을 보고하 다. 비록 시간 측정

과 련하여 시술의 시작과 종료 시 이 연구마다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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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피  확장기 개

술이 외과  기 개술에 비하여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의하게 더 짧았다.[6,9] 시술 시간의 단축은 비록 합병증 

발생과는 련이 없었으나 시술의 간단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들 역시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

며, 시술  출 로 인하여 외과  기 개술로 환한 1

 외에는 시술법 자체와 련하여 시술에 실패하거나 외

과  기 개술로 환한 경우는 없었다. 

  시술과 련된 합병증은 경피  확장 기 개술에서 

18%, 외과  기 개술에서 28%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경피  확장 기 개술의 합병

증 발생은 이  무작 조 시험 는 메타분석의 12−35%

와 큰 차이가 없었다.[9,20-22] 합병증  출 이 가장 많았

고, 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지 되었으며, 이 역시 타 연

구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8,17,18] 수 이나 수술  지 이 

필요한 경우가 경피  확장 기 개술 군에서 2  발생하

는데 1 에서는 출 되는 을 외과의가 결찰 후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하 고, 한 에서는 외과의가 

수술  지   외과  기 개술로 환하 다. 두번째 

에서는 출 량이 많아 수 이 시행되었다. 두 에서 모

두 추가 인 합병증 발생 없이 시술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Suresh[10]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경피  확장 기 개

술이 외과의나 외과의의 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하지는 않

겠으나 응  출  발생 시 외과의가 수술  지 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흉, 시술 부 의 감염, 기도 천공

의 실패, 기 개 의 기   치(paratracheal placement 

of tracheostomy tube) 등이 보고되나[9,12,20,21] 본 연구에서

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 개 의 기   치는 요한 

합병증으로 기 지내시경을 사용하지 않은 경피  확장 기

개술을 시행한 연구에 보고되고 있으며,[6,20,23] 한 

[12]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 호흡기를 연결하여 

발생한 긴장성 기흉  피하기종이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

하 다.[14] 자들은 경피  확장 기 개술의  과정을 

기 지내시경으로 확인하 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의 발

생하지 않았다. Paran 등[24]이 기 지내시경을 사용하지 않

고 시행하는 기 개술 방법을 소개한 후 유의한 합병증

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연구도 있지만,[25] 기 개 의 

정확한 기  내 치 뿐만 아니라 최  기  천공의 치 

확인  내시경을 통한 기  내 시술 과정을 확인하여 조

직 손상을 감소시켜 기 개  부 의 착을 방한다는 

주장도 있다.[26] 따라서, 경피  확장 기 개술 에는 

기 지내시경으로 시술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 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호 에 따른 삽 제거는 경피  확장 기 개술

을 받은 군에서 6명(11%), 외과  기 개술을 받은 군에

서 3명(12%)으로 서로 차이가 없었으며, 삽 제거에 소요된 

시간 역시 앙값 26일, 36일로 유의한 차이는 찰되지 않

았다. 삽 제거 후 스토마 상방의 착 등의 합병증 역시 

양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 을 한 환자의 수가 

작아서 이에 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으로 경피  확장 기 개술은 쉽고, 기존의 외과

 기 개술에 비하여 합병증의 발생도 차이가 없어 비 

외과의에 의해 안 하게 시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출  등의 응  상황에서는 외과의가 수술  개입

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외과의와의 조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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